
등학교 상담의 활성화를 한 일 연구

- 문상담교사의 역할 수행을 심으로

한숙경(韓淑卿)*1)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전문상담교사의 역할 수행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상담의 전문성 확립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초등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우리 나라 초등학교 상담의 실태와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및 역할 수행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
였다.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의 동기, 교과목 구성내용과 유용성, 자격취득 후 역할 수행, 초등학교 상담의 
발전방향 등에 관한 교사들의 응답내용을 기초로 하여, 전문상담교사의 역할 수행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상담
의 전문성 확립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의 동기 전환, 상
담교사 양성과정의 교육과정 개선, 상담활동의 공식화, 전문상담교사의 적극적 활용, 체제지원, 상담 인력 및 
상담지원인력의 확보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논의하였다. 

  ￭ 주요어 : 학교상담, 등학교상담, 문상담교사

Ⅰ. 문제의 제기

우리 교육 장에 ‘상담’이라는 개념과 활동이 도입된 지 약 50년이 지났다. 학교상담의 역사

가 길지 않기 때문에 학교상담의 성격과 활동에 해 다소의 혼란과 모호함이 있는 것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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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최근 들어 학교상담의 요성에 한 인식과 심은 증폭되고 있고 아울러 학교상담을 

담당할 인  자원의 양성과 활동방법에도 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재까지 학교상담, 특히 등학교 상담  문상담교사의 역할 수행에 한 문

인 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편이다. 지 까지 학교상담에 한 연구는 주로 교사들의 상담자

로서의 역할지각과 아동의 상담 기   요구분석, 학교상담의 실태 조사라는 방향에서 이루

어져 왔다. 최근 문상담교사의 배출로 학교상담과 학교상담교사의 역할 수행에 한 심이 

증가되면서 이에 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그 수는 미미한 실정이며, 특히 학교상담이 체

계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나라의 기 과 비교하는 연구들은 의미있는 시사 을 제공하

기는 하지만, 우리 나라의 교육 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일부 상충되는 해결방안들이 

제시되기도 하 다.

특히 도입 5년이 된 문상담교사 양성과정상의 문제 과 배출 후 그들의 상  역할과 

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 이 두되고 있다. 1999년에 등  등 문상담교사 양성 과정

이 도입된 후, ‘상담교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학교 장에 배출되기 시작하 는데, 이들이 과

연 한 역할을 부여받아서 학교상담자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그 답은 

회의 일 수 밖 에 없다. 그 원인과 이유는 여러 각도에서 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컨 , 

문상담교사 양성 과정상의 문제나 체제지원(system support)의 부족, 혹은 상담 인력이나 상담

지원 인력의 부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고될 수 있다. 한 종 의 교도교사 자격연수가 본래

의 목 과는 다른 목 으로 활용된 가 있는 것처럼, 문상담교사 자격 역시 1정 자격연수 

성 을 체하려는 실 인 목 과 동기를 가진 지원자들에게는 승진을 한 수 취득의 방

편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등 문상담교사 양성과정과 등 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교과목 구성에서도 별다른 차별성이 없으며, 한 학 이수과정을 마치고 문상담교사로서 

자격을 갖춘 인력이 등학교 장에서 체계 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등, 문상담교사를 둘러싼 내재 인 문제, 외재 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한숙경, 2002).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한 교사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등학교 상담의 실태와 도입 5년이 된 

문상담교사의 양성과정과 배출 후 문제 을 확인하고자한다. 그리고 이를 기 로 하여, 문상

담교사의 역할 수행을 심으로 등학교 상담의 문성 확립  활성화를 한 개선방안  

발 방향을 탐색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은 두 역으로 구분된다.

첫째, 등학교 상담  등 문상담교사의 역할 수행의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실태분석 결과와 련하여 등학교 상담의 문성 확립  활성화를 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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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발 방향은 무엇인가?

II. 초등학교 상담 및  전문상담교사의 역할 수행 실태와 문제점

재 우리 나라에서는 국의 교육 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에서 등 문상담교사 양성

과정을 개설하여 아동을 상으로 한 문상담교사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교육 학원에서도 

규정에 정해진 9개 과목을 이수하고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상담 공 졸업자에게 문상담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재 자격을 받은 문상담교사들이 학교 장에서 제 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혹은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가에 하여는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는 도입 5년이 된 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문상담교사들을 상으로 등학교 

상담  상담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발 방향을 논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 다.  

1. 조사대상

등 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사들은 등학교 장에서의 그들의 역할 수행과 

상에 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등학교 상담의 방향에 하여 어떠한 의견을 갖

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3개 학원의 등 문상담교사 양성

과정에서 등 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한 교사들을 상으로 설문지를 발송, 조사하 다. 설

문지 발송매수는 216부로 우편과 E-mail의 두 가지 방법으로 발송하 다. 이  응답자는 152

명이었으며 답을 일부 기재하지 않은 설문지 2매를 제외한 유효 설문지는 150매이었다. 응답

자의 특성을 보면, 남자가 115명(76.7%), 여자가 35명(23.3%)이었으며, 교직경력은 11～20년이 

13명, 그리고 나머지 137명은 모두 21년 이상이었다. 이러한 응답자의 특성은 등 문상담교

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사들의 성별 분포  연령  특성을 그 로 드러냄과 동시에 지원동

기를 짐작하게 하는 주요인이 된다. 설문지 응답률은 약 70% 고, 자격 취득 연도별 응답자수

와 응답률, 유효율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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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연도 대상자수 응답자수 응답률 유효수 유효율
2000 39 26 66.7 25 96.2
2001 71 49 69.0 49 100.0
2002 49 21 42.9 20 95.2
2003 57 56 98.2 56 100.0
계 216 152 70.4 150 98.7

<표 1> 자격취득 연도별 응답자수와 응답률

본 연구에서 설문지 회수율이 다소 낮은 것은, 설문지를 연수과정 재학시의 주소로 발송하

여 이사나 근 등의 주소 변경 사유가 발생한 일부 교사들이 설문지를 받아볼 수 없었기 때

문으로 보이며, 특히 E-mail 주소로 설문지를 발송하 던 2002년도 자격취득자의 경우 E-mail

을 열어보지 않은 경우가 많아 회수율이 낮게 나타났다. 

2. 조사도구

본 조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두 개의 역으로 구분된 총 12개의 문항으로 작성되었다. 한 

역은 문상담교사 자격 취득  역할 수행과 련된 실태를 알아보기 한 문항들이며, 다른 

하나는 문상담교사들이 본 등학교 상담의 실태와 앞으로의 방향 등을 묻는 문항들이다. 

3. 자료처리

응답지를 SPSS/Win 11.0 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그리고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χ2 검증을 하 다.

4. 조사결과

설문 조사한 결과를 문상담교사 자격 취득  역할 수행과 련된 실태 분석에 을 맞

추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자격 취득의 동기

문상담교사 자격 취득의 주요 동기를 보면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 실 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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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년도
 항목 2000 2001 2002 2003 전체 
상담과 관련한 전문적
인 공부를 하고 싶어서 

N 3.0 6.0 4.0 5.0 18.0
% 12.0 12.2 20.0 8.9 12.0

현실적인 필요(점수 취
득 등) 때문에 

N 20.0 36.0 15.0 35.0 106.0
% 80.0 73.5 75.0 62.5 70.7

초등 교사로서의 소양
을 높이기 위하여 

N 2.0 4.0 1.0 15.0 22.0
% 8.0 8.2 5.0 26.8 14.7

기타 N ․ 3.0 ․ 1.0 4.0
%  6.1  1.8 2.7

전체  N 25.0 49.0 20.0 56.0 150.0
% 100.0 100.0 100.0 100.0 100.0

χ2(df) 15.064(9)   .089

<표 2> 자격 취득의 동기

수 취득 등)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70.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 등교사로서의 소

양을 높이기 하여’가 14.7%, ‘상담과 련한 문 인 공부를 하고 싶어서’가 12%로 나타났

다. 이는 재 문상담교사 과정이 학교 장에서 상담을 담할 교사를 양성하는 본래의 목

 외에 승진을 한 수따기의 한 방편으로 쓰여지고 있는 실을 드러낸다. 등 문상담

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사들의 성별 분포  연령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승진을 염두에 

둔 경력이 많은 남자교사들의 지원동기가 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등교사의 소양을 높이

기 하여’ 혹은 ‘상담과 련한 문 인 공부를 하고 싶다’는 동기를 갖고 이 과정에 등록한 

교사는 26.7%에 불과하 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문상담교사 자격 취득 연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었다. 즉 문상담교사 제도의 도입 이래 지 까지 자격취득의 주요 동기는 여 히 

실 인 필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이수기간과 과목수  

문상담교사를 양성하기 한 기간이나 교과목에 한 만족도는 비교  높은 편이었다. 

78%의 응답자가 이수기간과 과목수가 문상담교사로서의 역할수행에 충분하거나 당하다고 

응답하 고,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9.3% 다. 그러나 이는 이들이 실제로 학교 장에서 

문상담교사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고려하여 신 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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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항목 빈도(%)

이수기간과 과목수
 ① 충분하다  
 ② 적당하다 
 ③ 부족하다
 ④ 많이 부족하다  

29(19.3)
88(58.7)
29(19.3)
 4(02.7)

<표 3> 이수기간과 과목수                          N(%)=150(100)

문항 항목 빈도(%)

교과목 구성과 내용의 
유용성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된다.
③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89(59.3)
45(30.0)
14(09.3)
 2(01.3)

<표 4> 교과목 구성과 내용의 유용성                     N(%)=150(100)

다. 교과목 구성과 내용의 유용성

문상담교사 양성을 한 교과목의 구성과 내용에 하여 59.3%의 응답자가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하 고, 30%는 도움이 된다고 반응하 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도움이 되

지 않는다는 반응은 10.6% 다. 자유응답으로 알아 본 개설 요망 과목으로는 상담사례, 부모교

육(상담) 등이 있었다. 

라. 자격 취득 후 역할 수행

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학교 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물은 

결과 70%의 응답자가 ‘학  내에서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 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응답이 22.7%, ‘학교 내 문상담교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한 응답자는 

7.3%에 불과하 다. 이는 재 등학교에 상담실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고(학교에 상담실

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3%), 자격을 취득하 다고 하여도 학교 내 문상담교사로서의 역

할을 부여받고 있지 못한 실에서, 이들이 주로 학  내에서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이는 학 담임교사가 상담을 담하고 있는 우리 나라 등학교의 특징을 반 한 것이

기도 하지만, 자격을 갖춘 교사들이 자격 취득 과 후에 달라진 역할을 수행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자격 취득년도별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문상담교사가 배출되기 시

작한지 몇 년이 지난 지 도 여 히 학교에서 학교상담자로서의 한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

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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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년도
 항목 2000 2001 2002 2003 전체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N ․ ․ 3.0 8.0 11.0
% 15.0 14.3 7.3

학급 내에서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

N 16.0 34.0 14.0 41.0 105.0
% 64.0 69.4 70.0 73.2 70.0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N 9.0 15.0 3.0 7.0 34.0
% 36.0 30.6 15.0 12.5 22.7

전체 N 25.0 49.0 20.0 56.0 150.0
% 100.0 100.0 100.0 100.0 100.0

χ2(df) 17.332(6)  .008 ·

<표 5> 자격취득 후 역할 수행

문항 항목 빈도(%)

활용에 대한 기대
① 학교 상담자로서의 역할 수행
② 담임하는 학급 아동에 대한 상담자로

서의 역할 수행
③ 기타 

98(65.3)
48(32.0)
4(02.7)

<표 6> 활용에 한 기                           N(%)=150(100)

마. 활용에 한 기

문상담교사가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되기를 바라는가를 물어보는 문항에 응답자의 65.3%

가 학교상담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고 하 으며, 담임하는 학 아동에 한 상담자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는 응답은 32% 다. 이러한 반응은, 재 등 문상담교사의 자격

을 갖춘 교사들이 학교에서 담임교사 역할의 일부로서 상담과 생활지도를 하고 있지만, 여건

이 주어지면 학교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여 다.  

바. 학교상담활동에 한 평가

재 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활동에 한 평가를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의 다

수인 90.7%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거나 혹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하 다(표 7 

참조). 상담활동을 해하는 요인으로는 ‘수업  업무과다로 인한 시간부족’(60.0%), ‘상담에 

한 교사의 문성 부족’(21.3%)을 지 하 으며, ‘학교 리자의 지원 부족’, ‘상담자료와 시

설 미비’ 때문이라는 응답은 각각 10%와 8.7%로 나타났다. 이는 등학교에서 재 담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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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항목 빈도(%)

학교상담활동에 대한 
평가

 ①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②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③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④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1(00.7)
 13(08.7)
112(74.7)
 24(16.0)

상담활동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① 수업 및 업무과다로 인한 시간 부족 
 ② 학교 관리자의 지원 부족
 ③ 상담 자료와 시설 미비 
 ④ 상담에 관한 교사의 전문성 부족

90(60.0)
15(10.0)
13(08.7)
32(21.3)

<표 7> 학교 상담활동에 한 평가                          N(%)=150(100)

                    취득년도
  항목 2000 2001 2002 2003 전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상담 업무를 
전담하게 한다.

N 18.0 29.0 12.0 39.0 98.0
% 72.0 59.2 60.0 69.6 65.3

담임교사가 상담활동의 
중추가 되어야 한다.

N 7.0 20.0 8.0 15.0 50.0
% 28.0 40.8 40.0 26.8 33.3

상담 자원 봉사자를 활
용한다. 

N 2.0 2.0
% 3.6 1.3

전체 N 25.0 49.0 20.0 56.0 150.0
% 100.0 100.0 100.0 100.0 100.0

χ2(df) 6.080(6)   .414

<표 8> 등학교 상담의 방향

를 심으로 학 아동에 한 상담활동이 진행되나 그마  수업  업무과다, 교사의 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을 드러낸다.

사. 등학교 상담의 방향

  등학교 상담의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응답자의 65.3%가 학교에 문상담교사를 배치하

여 상담 업무를 담하기를 원하 으며, 담임교사가 상담활동의 추가 되어야 한다는 반응은 

33.3%, 상담자원 사자를 활용하기를 원하는 반응은 1.3% 다. 이 응답은 자격 취득년도에 따

라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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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초등학교 상담의 전문성 확립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ASCA(미국학교상담가 회 : 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는 다양한 모델을 하

나의 통일된 기 으로 통합하여 학교상담을 한 국가기  (National Standards for School 

Counseling Programs)을 제시한 바가 있다. ASCA는 학교상담 로그램을 질 높은 수 으로 

운 하기 한 본질 인 요소들을 이 기 에 제시하 다. 이 기 은 학교상담 로그램에 참

여한 학생들이 개발해야 할 지식, 태도와 기술 내지는 능력들을 포함하고 있다(Campbell & 

Dahir, 1997). 이 기 은 우리가 학교상담 로그램을 구안할 때의 기 이 될 수 있으며, 한 

문상담교사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 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 모델을 이론  근거로 하여, 

앞에서 제시한 문상담교사 과정에 등록했던 교사들을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

로, 등학교 상담의 문성 확립  활성화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1. 전문상담교사 자격취득의 동기 전환

실태분석 결과, 등학교 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주요 동기는 이미 상되었던 바

와 같이 승진을 한 수 취득 등 실 인 필요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요한 

것은 이들의 주요 동기가 비록 실 인 필요 때문이라고는 하나, 연수과정을 다니면서 상담

에 한 새로운 이해를 구축하게 되어 문상담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는 사실이

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응답자  12.0%에 달하는 순수한 동기(순수한 동기라는 표 은 상담을 

공부하는 목 이 수취득과 같은 실 인 필요가 아닌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상담

과 련된 문 인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응답과 련된다)를 갖고 지원한 교사들과 함께 이들

이 장에서 활동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로 문상담교사와 면담을 하거

나 설문지의 자유응답란을 보면 처음에는 실 인 필요 때문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 으나, 

연수과정을 다니면서 상담의 요성을 새삼 알게 되었다고 어놓은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견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실 인 필요보다는 순수하게 상담을 공

부하고 싶어서 문상담교사 양성과정에 등록하는 교사의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2

년도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개정되면서 자격연수 성 의 간이 조정되어 체 승진 수 

에서 1정 자격연수 성 (혹은 문상담교사 성 )이 차지하는 비 이, 과 비교하여 다소 

작아진 것이 그 한 요인이다. 이는 자격 취득 동기의 순수성 면에서 다소 낙 인 망을 할 

수 있게 되는 정 인 측면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상담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들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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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소요최저 이수학점
공통필수 심리검사, 성격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의 이론과 실제
14학점 이상
(6과목 이상)

초등 아동발달, 이상심리, 학습심리, 행동수정 4학점이상
(2과목이상)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 12조 2항 별표 4

<표 9> 등 문상담교사 이수과목과 학 *

에서 제 로 활용되지 못할 경우, 문상담교사 양성제도 자체의 존립을 하는 지원자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도 유념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2. 상담교사 양성과정의 교육과정 개선

최근 들어 학원 과정에 상담 공을 신설하거나 독립 인 상담 학원이 설립되는 추세와 

더불어 상담의 특수 분야와 련된 각종 장․단기 연수와 자격증 로그램의 활성화로 인해 

상담을 교육, 훈련하는 일반기 이나 단체들이 많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학원을 비롯한 

많은 수의 교육기 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이나 훈련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최근에 ASCA(미국학교상담가 회 : 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가 학교상담을 

한 국가기  (National Standards for School Counseling Programs)에서 제시한 로, 학교

상담 로그램의 목 이 학업발달, 진로발달, 개인/사회  발달이라고 볼 때(Bowers & Hatch, 

2002), 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교과목이 이 역들을 포 하고 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한 문상담교사제도는 학교상담 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교사들로 하여

 아동을 상으로 하는 상담에서 다루는 문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비시키고 있는가, 그리

고 자격을 갖추고 배출된 인력들은 장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지 제고할 필요가 있다. 허승희

(2000)는 우리 나라 등학교 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문제 으로, 학력의 문제, 교육내용의 

문제, 상담실습과 문  지도(supervision)의 문제, 사 교육 경험의 문제, 자격시험 문제, 상

담교사  학생의 비율 문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1999년에 시작된 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은 1년 동안 9개 과목, 18학 을  이수하고 상담실

습을 하도록 되어있다. 상담 실습  사례 연구는 학 (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나, 2종 이상

의 사례연구를 발표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해야 한다(표 9 참조). 

이들 과목은 세 가지 역, 즉 학업, 진로, 개인/사회  역  어느 한 역과 련되기도 

하고 복 련되기도 한다. 문상담교사과정은 표 화된 교육과정이 있다는 에서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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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소요최저 이수학점

공통필수
(27학점)

I
 1.상담에 대한 전문적 이해
 2.집단상담 
 3.치료적 관계의 기초
 4.상담이론 
 5.상담자를 위한 연구방법

15학점 이상

II
 6.인간의 차이를 위한 상담
 7.생애발달 
 8.상담의 평가방법
 9.진로발달

12학점 이상

초등
(15학점)

 10.초등상담기법     11.초등집단상담 
 12.자문과 조정      13.상담의 이슈와 경향 
 14.사회학적 기초(또는 교육학적 기초)

15학점 이상

상담실습
(6점)

초등상담실습(Practicum) 3학점 이상
심화상담실습(Advanced Practicum) 3학점 이상

비고 : 등상담실습은 공통필수 I과 II의 8,9 그리고 등의 10,11,12를 이수한 상태에서 가능하며 심화상담실

습은 등상담실습과 병행할 수 없다.

* Handbook for Counselor Education Programs, 1999, West Chester Univ of Pennsylvania

<표 10> 미국 웨스트 체스터 펜실베니아 주립 학교 상담교사 교육과정*

들의 동질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나, 설정된 교과목이 학교상담자로서

의 자격과 자질을 비하도록 하는 데는 불충분함을 드러낸다.  18학 을 이수하고 20시간

의 실습을 거쳤다고 하여 과연 이들이 ‘ 문’ 상담교사로서의 소양과 문성을 갖추기에 충분

한 시간인가도 검토되어야 한다. 미국의 상담교사 양성과정의 48학 에 비교해 볼 때 교육과

정의 취득 학  비율이 37.5% 밖에 되지 않아 과목과 이수 학 이 매우 부족하다(표 10 참조). 

상담 련 교육 학원 역시 <표 11>과 같이 학  취득을 한 취득 학 이 보통 30(33)학  

수 으로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취득 학  비율이 62.5～68.8%에 불과하며 ‘상담실습  

사례연구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어 실습을 하지 않고서도 학 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 교육 학원의 경우 부분 등과 등의 구분없이 과정이 개설되어 등만의 

문성에 바탕을 두지 못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등 교원을 상으로 한 상담

교육과정들은 상담교사의 역할을 능동 으로 수행하는데 많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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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국 한국
과정 상담교사

(School Counselor) 교육대학원 전문상담교사

취득학점 48학점 30/33학점 18학점
(100) (62.5/68.8) (37.5)

실습시간 300시간 선택 20시간
(100) (0) (6)

초등전공학점 15학점 없음 4학점
(100) (0) (26.6)

* 호 안의 숫자는 미국 과정을 100으로 했을 때의 상  비율

(오인수 www.lovenkid.com.ne.kr에서 재인용)

<표 11> 미국과 한국의 상담교사 양성체제 비교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이수기간, 교과목수, 내용의 

구성과 유용성에 한 교사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고 일부 개설 요망과목으로 상담사례, 

부모교육(상담)을 꼽았다. 그러나 이는 설문응답자의 거의 부분이 학교 장에서 문상담교

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 응답한 것이므로, 이들이 실제로 역할을 수행

할 경우 이수기간이나 교과목, 교육과정 운 에 한 평가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

여 해석되어야만 할 것이다.

재의 교육과정에는 상담교사들이 부모와 일반 교사들이 아동을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데 필요한 인간 계 기술이라든지, 아동 생활지도에 필요한 체 로그램의 개발, 운

, 평가 등에 련된 내용이 빠져있고, 학교 상담자로서 기본이 되어야 할 생활지도  상담철

학과 원리, 그리고 문상담자로서의 윤리에 한 내용이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등과 등 

간의 차별성도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다. 한 학교상담의 주요 역이 학생들의 학업문제와 

련한 것임을 고려할 때, 학업상담의 기 가 되는 학습심리 는 학습이론은 ․ 등을 막론하

고 필수 인 과목으로 개설될 필요가 있다. 등학교에서의 상담활동은 특수한 문제를 가진 아

동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모든 아동들을 상으로 한 성장지향  상담이 그 목 이라고 볼 때, 

아동의 자기성장을 조력하기 한 각종 집단지도 로그램의 개발  운 을 한 생활지도 연

구는 등학교 상담교사로서의 역할 수행을 해서 필수 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  학교상담을 효과 으로 운 할 수 있는 문 인력의 양성을 해서는 상담교사 양성 

교육과정의 내용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교육과정 속에서 등을 심으로 한 문  역

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 상담실습의 비율을 의무사항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그 비율

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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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재량활동 60 68 68 68 68 68
특별활동 30 34 34 68 68 68

연간수업시간수 830 850 986 986 1088 1088
상담활동가능시간 60 68 68 68 68 68
상담시간/총시간 7.6% 8.0% 8.0% 8.0% 8.0% 8.0%

비고 : 1학년은 ‘우리들은 1학년’에 배당된 4주를 제외한 30주를 기 으로 함

*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표 12> 제7차 교육과정에서 용 가능한 상담시간*

3. 상담활동의 공식화

재 등학교의 경우, 상담교사의 배치나 상담실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학교에 상담실

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3%). 행 7차 교육과정에서 명시화된 상담활동은 특별활동의 응

활동 역에서 제시된 상담활동과 재량활동의 창의  재량활동 역의 하  역인 범교과 학

습 역에 제시된 인성교육, 진로교육 등이다(교육부, 1998).

행 교육과정에서 특별활동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 상담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표 

12>와 같이 최  90～136시간이다. 그러나 재 각 학년에 주어진 2시간의 재량활동  1시간

은 ICT 교육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4～6학년의 특별활동  1시간은 학 회의에 사용하고 

있는 을 감안할 때 상담활동이 가능한 시간은 최  60～68시간이다. 물론 제도 으로 상담

을 한 시간  확보가 공식 으로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재의 교육과정에서도 60～80 시

간은 은 시간이 아니며, 한 로그램이 제공된다면 교사의 의지에 따라 효과 인 상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4. 전문상담교사의 적극적 활용

재, 등학교 학생을 한 상담의 방향은 두 가지로 논의되고 있다. 하나는 등학교 장

에서의 상담 활동은 학 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의 손에 맡겨져 있다고 보는 입장이며, 다른 하

나는 상담활동을 담하는 문상담교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먼  자의 입장을 보면, 박성희(2000)는 등학교의 담임교사는 교육활동과 병행하여 는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상담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며, 따라서 등학교에서의 상담 계는 담

임 교사와 학  아동집단으로 구성된 비자발  계이며 동시에 교사와 아동이 학교에서 생활하

는 장면 체가 상담 장면에 해당하는 확산  계라고 말한다. 등학교 교사는 교과수업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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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면서, 아동의 생활을 지도하면서, 는 학교와 학 에서 일상화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개별

으로 집단 으로 아동들과 하고 아동들의 성장에 향을 미치는 방 상담자에 해당한다

고 본다. 따라서 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상담자의 역할을 당연한 것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 입장

에서는 등교육의 본질이 인간교육에 있다는 을 생각하여 상담을 등교육의 핵심에 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상담 계를 바람직한 인간 변화를 추구하는 등교육의 기본 토 로 생각

한다. 따라서 등교육은 상담과 상담 계에 을 맞추고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등학교 교사는 한 학 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함께 맡아 아동의  학교생활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생활지도자  상담자로서의 역할수행이 더욱 요구되며 이와 같은 역할 수

행은 학 에서 비공식 인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학  아동에게 직간 으로 향을 

주며(정우 , 1985), 상담과 수업을 함께 맡은 등교사는 학생에 하여 의논하는 일을 원활히 

해 나가기 쉽고 학생이 상담자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 평상시 하고 있으므로 말을 꺼내기

가 쉬워 상담자에 한 항이 으며, 학생과의 도 교과지도를 통해서 자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김명훈, 1985)고 주장한다. 

이와 비되는  하나의 입장, 등학교 장에서 상담을 담하는 학교상담교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 미국의 경우, 역사 으로 등학생의 발달과 생활지도를 한 책임은 담

임교사에게 맡겨졌다가, 1950년  이후 상담자와 교사가 공유하는 동  노력으로 변화하기 시

작하 고(Schmidt, 1999), 1975년 장애아동을 한 교육시행령의 통과  1983년의 ‘ 기에 처한 

국가’라는 보고서 등은 많은 교육  주도권을 한 출발 이 되었다. 이러한 주도권 안에 상담자

들이 모든 등학교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권고가 포함되었다(Humes & Hohenshil, 1987).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상담교사 제도는 학교상담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문상담교사 제도가 기존의 교도교사 제도와 차별화되는 은 일단 양성과정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는 이다. 교육의 주체가 학원이 되었다는 , 이수 과목이 표 화되었다

는 , 그리고 18학   실습시간은 종 의 교도교사나 진로상담교사 자격을 부여받기 해 

180시간의 연수를 받은 것보다 훨씬 교육시간이 증가되었다는  등이다.

이 희, 안 미(1997)의 등학교 상담 활성화를 한 조사 연구를 보면, 부분의 교사들

(93.6%)이 학교상담은 생활지도에 있어 핵심  활동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70.9%의 교사

가 등학생들의 문제행동에 한 지도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68.4%가 상담을 

담하는 교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등학교 상담과 련하여 수행된 연구들(김은실, 1992, 박병진, 1987, 이학수, 2001)을 종합

해 보면, 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지 된다. 첫째, 교사가 상담할 시간이 없다는 것, 둘째, 

학교상담에 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 셋째, 등학교 상담활동이 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담 활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등이다. 따라서 교사는 상담실 설치를 원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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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상담활동의 당면과제를 상담교사의 문  자질 향상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 상담자원 

사자를 극 활용한다거나 등학교에서도 문상담교사를 두고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 , 재정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재 국의 교육 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에서 등 문상담교사들이 양성되고 있지만, 아

직 등학교 장에서 이들이 문 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진 것은 아니다. 본 연구

의 설문조사에서도 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이들이 학교에서 수행하는 역할에는 거의 변

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활용문제가 가장 우선 인 개선사항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 담임교사가 주로 상담활동을 수행하는 등학교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자격을 

갖고 있는 인력들을 학교 장에서 소에 활용할 기회가  없다는 사실은 문상담교사 

제도 자체가 왜곡되어 운 될 가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을 학교

상담자로 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무엇보다도 시 하다. 그러나 별도로 상담교사

를 배치하기가 어려운 등학교 실을 감안한다면, 학년 배정이나 업무 분장시 이들에게 수

업부담이 비교  은 학년을 배정하고 상담과 련한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재로서는 가

장 실 인 안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본 연구의 설문 결과에서도, 문상담교사 자격

을 취득한 교사 본인들 역시, 학교상담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학교 내 문상담교사가 상담 업

무를 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여건만 주어진다면 학교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학교에서 상담활동을 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수

업  업무과다로 인한 시간부족’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상담활동을 담하는 교사가 학교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다른 일반 교사들에게도 환 받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체제 지원

등 장에서 상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담실 설치 등 물리 인 제반 여건의 조성과 

행정 , 제도  지원이 시 하다. 재 등학교에 상담실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등

학교에 상담실 설치 운 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거의 부분(98%)이 꼭 필요하

다거나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등학교에 상담실 설치가 시 함을 나타냈다. 이는 상담 업무의 

문성과 효율성을 해서도 반드시 구비되어야 할 사항이다. 

일반  상담과 달리 학교상담은 상담교사 한 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체

제안의 모든 구성원의 력을 통하여 체계 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학교 체제 안에서 다

양한 지원을 얻으려면 상담교사는 체제지원(system support)을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 상담교사는 다양한 연수 로그램에 참여하여 문성을 신장하고 교내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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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2003년 2004년

과정수 연수과정명(시간) 과정수 연수과정명(시간)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1 초등상담교사직무연수(60) 1 초등교육상담직무연수(30)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 2
초등학교전문상담직무연수
(61)
초등학교생활상담직무연수
(61)

2
초등학교전문상담직무연수
(61)
초등학교생활상담직무연수
(61)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0 · 0 ․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1 초등상담직무연수(62) 2

초등상담직무연수(62)
초등교사심성수련직무연수
(15)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0 · 0 ․
대전광역시교육연수원 2

초등생활지도 직무연수
(62)
초등인성교육직무연수(60)

0 ․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0 · 0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0 ․ 0 ․
강원도교육연수원 1 초등상담기법직무연수(62) 1 초등상담기법직무연수(62)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0 · 0 ․
충청남도교육연수원 1 초등생활지도 및 상담직무

연수(62) 2
초등생활지도 및 상담직무연
수(62)
초등인성교육직무연수(62)

전라북도교육연수원 1 초등교사 상담 및 생활지
도직무연수(61) 1 초등교사 상담 및 생활지도

직무연수(62)
전라남도교육연수원 0 · 0 ․
경상북도교육연수원 0 · 0 ․
경상남도교육연수원 0 · 0 ․
탐라교육원 1 초등학교전문상담과정 직

무연수(63) 1 유․초등전문상담과정직무연수
(62)

<표 13> 각 시․도 교육연수원의 등상담 련 직무연수 개설 황

사와 학교 행정가들(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과 유기 인 계를 형성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상담 로그램의 후원자들로 환시킬 수 있어야 한다(오인수, 2002). 

교과지도의 경우에는 지역 교육청  연수원에서 다양한 연수를 제공하고 있지만, 생활지도

나 상담의 경우 의무 으로 받는 연수는 없으며, 1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에서 상담 련 연

수 과목의 비율은 10%이하로 미약하다(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2001; 라북도교육연수원, 

2002). 한 교사들을 한 직무연수  상담 련 직무연수는 1～2개에 불과하거나 없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표 13>은 국 16개 시․도교육연수원의 홈페이지에 탑재된 2003년, 2004년 

연수운 계획을 참고하여, 등상담 련 직무연수(원격연수 포함) 개설 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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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25기(2001) 26기(2002상반기) 27기(2002하반기) 합계
상담자원봉사자수 137명 260명 226명 623명

<표 14> 서울시 학생상담 자원 사자 인원변화

이처럼 상담교사가 학교상담을 효과 으로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체제지원이 아직 부족한 

실이다. 특히 한국의 교육체제상 상담활동에 결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은 학교장이다. 학교

상담의 활성화를 해서는 학교장이 먼  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교상담이 원활하게 진

행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해서는 상담교사 뿐만 아니라 등학교장

을 상으로 상담  생활지도에 한 연수가 시행되어야 하며 교감, 교장을 상으로 한 직무

연수 교육과정 편성시 상담  생활지도에 한 과목이 증설되어야 할 것이다. 

6. 상담 인력의 확보

미국의 종합 학교상담 체제의 심에는 상담교사가 있다. 상담교사는 상담  자문과 조정

의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상담활동을 통하여 학교상담을 활성화시키는 변화의 주인공

(change agent)이다(Schmidt, 1991). ASCA는 종합 학교상담의 체제가 효과 으로 운 되기 

해서 학생 300명(내외)당 상담 담교사(full-time school counselor) 1인을 제안한 바가 있다. 

그 다면 우리 실에서 상담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효과 인 방법은 무엇인가? 상담자원

사자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안이 될 수 있다. 컨  서울시의 경우 상담자원 사

자의 인원이 <표 14>와 같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상담자원 사자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

음을 시사한다. 증가하고 있는 상담자원 사자를 효과 으로 활용하면 상담교사의 부족 상을 

부분 으로 해결할 수 있다. 

7. 상담 지원 인력의 확보

종합 학교상담 체제는 상담교사를 심으로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한 문  지식을 

가진 문인력들(helping professionals)이 을 이  상담활동을 수행할 때 효과 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학생들의 상담과 련된 문인력으로는 상담교사(school counselor), 학교심리학

자(school psychologist), 사회복지사(social worker), 특수교사(special teacher), 양호교사(school 

nurse)등이다(오인수, 2002). 

장기 으로는 와 같은 문가들이 양성되어 일선 학교에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재는 어려운 일이므로  시 에서는 학교 외부에 있는 와 같은 인력들을 활용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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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할 것이다. 재 아동을 의뢰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 은 크게 교육인 자원부, 

문화 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산하 기 의 3부분으로 나 어진다. 서울의 경우, 교육인

자원부 산하의 기 으로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 보건원과 지역 교육청의 청소년상담센터이

다. 문화 부 산하 기 으로는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서울시 청소년 종합상담실  각 청소년

상담실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 으로는 종합 사회복지 과 정신보건센터 등이 있다. 

각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가까운 청소년 상담센터와 청소년 상담실  사회복지  과 정신

보건 센터와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각 기 의 문 인력을 학교상담활동에 극 활용하고 경

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기 에 아동을 의뢰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연계체제는 상

담교사의 문성을 확 시킬 수 있으며 학교를 심으로 다양한 상담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학

교상담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요컨  학교상담을 활성화시키기 해서는 학교 상담활동에 한 제도 인 뒷받침이 이

지고 학교상담 교육과정의 개발과 같은 실제 인 내용과 지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  장치뿐만 아니라 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보다 강화하여 실습의 비 을 높이고 등

의 문성을 신장시켜야하며 취득학 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상담교사의 문성을 보다 확보해

야 한다. 한 상담교사가 다양한 상담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제지원이 

보장되어 학교상담과 련된 모든 이들의 상담  안목을 높일 필요가 있다. 부족한 상담인력

은 상담자원 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보다 효과 인 학교상담을 해선 외

부의 상담 문 기 과 력체제를 구축하여 상담지원인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문

제 들이 극복되어질 때 학교상담 로그램의 용가능성과 성공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등 문상담교사의 역할 수행을 심으로 등학교 상담의 활성화를 한 

과제를 밝 보고자 하 다. 이를 해 등 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한 장의 교사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재 등학교 상담의 실태와 문상담교사의 활용 상황을 악하

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항목을 나 어 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한 동기의 환, 교

육과정 개선, 학교상담자로서 역할 부여, 체제지원, 상담 인력  상담 지원 인력 확보 등의 항

목으로 개선  발 방안을 탐색해보았다. 

가장 이상 인 싸이클은 첫째, 상담에 한 순수한 동기와 열정을 갖고 문상담교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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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원한 교사가, 둘째, 충분한 교육시간과 합한 교과목  실습으로 공인된 자격을 갖춘 

후 배출되어, 셋째, 상담 여건과 지원인력이 구비된 학교에서, 넷째, 학교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재는 이 모든 단계에서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 컨 , 양성과정상의 문제 만 

보더라도, 학력의 문제, 교육내용의 문제, 상담실습의 문제 등이 있고 합한 학교상담 모델의 

부재, 여건의 미비 등 많은 어려움이 산 해 있다. 따라서 문상담교사를 양성하는 제도가 시

행되고는 있지만 실제로 등학교 장에서 학교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학교상담이 활

성화되기 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재 제도 으로 등 문상담교사가 배출되는 장치가 있고 상담에 한 심이 증

폭되고 있는 지  이 시기가 등학교 상담을 활성화시키기 한 요한 시 이라고 생각되

며, 문상담교사에게 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그 출발 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물

론 이 에서 제시한 방안들 외에도 해결책은 보다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방안들이, 학교 장에서 제 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상담교사들이 양

으로 더 많이 배출되기 이 에 시 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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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elementary school 

counseling

Han, Sook-Kyung*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ways to implement an elementary school 

counseling system that enhances the performance of school counselors as they work in 

elementary schools.

To this end, the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school counseling were analyzed based on 

the National Model for School Counseling Programs, this is one of the recent theories, 

concerning school counseling programs presently used in the United States.

In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I discussed how I investigated the actual status of the 

elementary school counseling system, I also discussed the programs for school counselors, 

and their performance based on the research survey results gathered from teachers who 

were qualified as school counselors.

In the second part of this paper, some suggestions were made to implement the 

elementary school counseling system. The necessity for motivational change for teachers to 

achieve certification as a school counselor, improvements in the curriculum for school 

counselor trainees, the formulation of counseling activities in the elementary school and 

essential systematic support was suggested and discussed.

Key words: school counseling, elementary school counseling, school couns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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